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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건종합건설

(주)연훈

대양종합건설(주)

GS건설

GS건설

갑진종합건설

대들보

대양종합건설(주)

갑진종합건설

건원종합건설(주)

(주)싸이트

동우개발(주)

대양종합건설(주)

대양종합건설(주)

대화종합건설

(주)청명이엔씨

독산동 도시형 생활주택 설비공사

서울대학교병원 리모델링공사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기계설비공사

IFC서울호텔 설비공사

파주 양주 병영시설

영흥화력 설비공사

동희학교 설비공사

감정1초교사신축 설비공사

광진경찰서 설비공사

국가환경센터 신축공사

청학동 복합문화센터 설비공사

평택 도시형 생활주택 설비공사

별내동 604-1 근린생활시설 설비공사

별내동 604-5 근린생활시설 설비공사

충주 스포츠타운 건립공사

탈황시설 증설 및 가스이송배관 보완공사

276,522,560

278,873,000

76,500,000

38,000,000

54,000,000

242,000,000

422,400,000

443,000,000

1,038,345,000

320,000,000

150,000,000

1,098,129,728

102,300,000

101,200,000

750,000,000

478,500,000

2016.09.02~
2017.04.30

2016.09.05~
2017.04.30

2016.09.08~
2016.10.28

2016.09.20~
2016.11.30

2016.09.20~
2016.11.30

2016.10.01~
2017.01.31

2016.10.10~
2017.01.31

2016.10.10~
2017.02.20

2016.10.20~
2017.06.20

2016.10.20~
2017.12.21

2016.10.20~
2018.03.31

2016.11.01~
2018.04.30

2016.11.01~
2017.06.30

2016.11.01~
2017.06.30

2016.11.01~
2017.08.30

2017.01.11~
2017.11.30



갑진종합건설

인천대학교

연수구청

(주)신아토건

동우개발(주)

위본건설(주)

대양종합건설(주)

(주)암세크코리아

(주)경기종합건설

동우개발(주)

아이엔지건설(주)

대양종합건설(주)

일류종합건설

동우개발(주)

동우개발(주)

풍창건설(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소방배관교체공사

노후소방배관 교체공사

구청사 노후배관 교체공사

마석초등학교 증축공사/기계공사

평택 도시형 생활주택 소방공사

동탄2지구 주차장6BL 복합건축물신축공사

로데오프라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선인고 화장실 개선 설비공사

구름산 유치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광주 하남동 복합시설

관수동 호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평택항 보안센터 기계설비공사

국가철새연구센터 기계설비공사

포천시 신읍동 설비공사

고양 화정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남동구청 설비공사



화인이엔지

건강보험공단

동우개발(주)

(주)서남환경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주)암세크코리아

우승종합건설(주)

이화공영

동우개발(주)

(주)한나래종합건설

(주)신미화건설

경기도 화성시

대제종합건설

(주)한나래종합건설

동우개발(주)

한국얀센

평택 삼성 가설수도공사

남양주 가평지사 소방공사

세종시 복합편의시설 신축공사

2처리장 침사지 호퍼 교체공사

2018년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기전설비 보수공사

인천용정초 화장실 개선 및 석면교체
기계설비공사

용현동 629-116 다세대 신축 설비공사

청주산남 2-1지구 주거복지동 주택공사

방이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00부대 시설공사 중 설비공사

18년 생산 기술센터 건축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시청사 열원설비 교체공사

평택·당진항 서부두(#4,5번선석)
방진형창고 설치공사(기계소방)

미주엔비켐 공장 신축공사

인천국제공항 T2 부대건물 기계시설
노후설비 등 보수공사

(주)한국얀센 향남공장 방화구획 개선공사

16,500,000

168,233,513

1,210,000,000

175,490,000

614,341,000

126,399,000

120,750,000

1,350,000,000

2,583,900,000

528,000,000

234,080,000

70,077,220

631,400,000

231,000,000

762,300,000

41,800,000

2017.10.01~
2017.11.30

2018.01.19~
2019.03.20

2018.03.23~
2019.07.26

2018.03.23~
2018.07.07

2018.03.23~
2018.09.30

2018.07.25~
2018.10.22

2018.05.30~
2018.12.31

2018.03.23~
2019.12.09

2018.03.23~
2019.11.30

2018.10.01~
2020.05.30

2018.10.15~
2019.03.15

2018.12.31~
2019.05.04

2019.05.01~

2019.05.07~
2019.09.30

2019.05.15~
2019.11.15

2019.05.16~
2019.08.30



동우개발(주)

(주)코원건설

건원종합건설
주식회사

명가엔지니어링

영동건설 주식회사

(주)한나래종합건설

3군지사 11보급대대 급유시설 신축공사

하이프라자(송우점) 신축공사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캠핑장 조성공사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영업소 건축/기계공사)

항동냉동창고 신축공사

(주)엠투엔 용인공장 신축공사

749,450,139

88,000,000

169,730,000

753,500,000

308,000,000

390,500,000

2019.05.13~
2020.06.22

2019.07.17~
2019.10.24

2019.06.26~
2019.09.30

2019.10.25~

2019.10.25~

2019.11.06~


